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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디지털 열펌기는 다양한 모양과 기능이 시판되고 
있다. 시판되고 있는 디지털 열펌기는 일반모발, 곱슬머
리, 가늘고 약한머리, 두껍고 질긴 머리, 사용자설정으로 
최대한 사용자의 머리상태를 고려하여 온도를 선택하여 
파마가 가능한다. 그리고 디지털 열펌기는 미용사가 선
택한 파마 타입에 따라 열판에 연결된 롯드별로 균등하
게 온도를 가열하려 파마를 시술한다. 하지만 탈모환자
나 두상상태에 따른 머리길이 및 손상도 등이 다른 사람
에게 동등한 온도로 머리를 시술할 경우 머리 손상도가 
치명적일 것이다. 따라서 [1]는 탈모환자들과 일반 사용
자들을 위해 파마를 할 때 최소의 모발 손상만 발생할 
수 있도록 롯드별로 실시간 온도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열펌기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에서 개
발한 디지털 열펌기와 스마트 폰을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온습도를 모니터링하는 앱을 개발하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1. 메인 컨트롤러

  롯드별로 실시간 온도 제어 및 온습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열펌기는 롯드별로 실시간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
여 그림1(a)과 같이 메인 컨트롤러(AVR 마이크로프로세
서)를 사용하였고, 메인 컨트롤러 전원을 제어하기 위한 
전원 제어부, 설정된 온도를 제어하는 롯드 제어부, 롯드
별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온도 제어부, LCD판넬과 메
인 컨트롤러간 데이터 송수신 상황을 LED로 확인하는 
LED 제어부, LCD판넬과 메인 컨트롤러간 데이터 송수신
하는 LED 통신 제어부, LCD판넬과 메인 컨트롤러간 데

이터 송수신하기 위한 제어부, 메인 컨트롤러의 클럭을 
제어하기 위한 클럭 제어부가 있다.

▶▶ 그림 1. 메인 컨트롤러와 LCD판넬의 MMI

2. LCD 판넬의 MMI프로그램

  [1]에서 제안한 LCD 판넬은 CUPC-P200으로 Intel 
945GSE 임베디드 그래픽스로 15인치 LCD 판넬을 사용
했다[3]. 그림1(b)은 메인 컨트롤러와 LCD 판넬간 데이터 
송수신에 따라 LCD 판넬을 제어하는 MMI(Man Machine 
Interface)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이다. 이때 LCD 판넬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하여 NI(National 
Instruments)의 Labview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4]. 
Labview은  MMI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성능측정 및 제어
에 효율적인 어플레케이션이다. 
  [1]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파마모드타입, 롯드별 온도, 
수행버튼(시작, 일시정지, 정지), 시간설정(초기화,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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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열펌기를 IT시대에 맞게 스마트 열펌기로 진화시키고자 스마트폰으로 온습도를 모니터링하

고자 제안한다. 스마트폰으로 온습도를 모니터링할 때 디지털 열펌기와 스마트폰 간 RS-232C 통신을 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미용사는 디지털 열펌기에 가까이에 있지 않아도 고객의 파마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고객 및 미용사입장에서 

편의성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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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드별 온습도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이 값
들은 LCD 판넬과 통신 제어부를 통해서 메인 컨트롤러
가 각자 해당하는 장치에 전송한다. 그리고 메인 롯드별 
온습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온습도센서 칩을 롯드 받
침대에 삽입한다. 또한 메인 컨트롤러의 결과 값들의 변
화는 LCD 판넬과 통신 제어부를 통해서 LCD 판넬에 응
용프로그램 결과를 보여준다.
  
3. 롯드별 온도 제어[2]

  온습도 센서가 부착된 롯드받침대은 메인 롯드별 온습
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온습도 센서가 부착된 
롯드받침대은 온습도 센서를 통해서 온도 값을 메인 컨
트롤의 온도제어부에 전송한다. [2]에서 Inventor를 통해 
3D 시뮬레이션하여 최종적으로 제작한 롯드 받침대은 
그림2와 같다.

(a) 롯드집게, 
롯드받침대, 롯드

(b) 롯드받침대에 삽입된 
온습도센서

(c)온습도센서 삽입할 수 있는 롯드 받침대

Ⅲ. 제안한 방법
 
  [1]에서 사용한 CUPC-P200 판넬과 스마트폰과 연동을 
위하여 그림3와 같이 RS-232C(Recommend Standard 
232)통신[5]를 통하여 온습도 모니터링 앱을 개발하였다. 
LCD 판넬과 스마트폰 간 무선통신을 위하여 RS-232C를 
사용한 이유는 LCD 판넬이 지원하는 시리얼(Serial) 포트
이기 때문이다.

▶▶ 그림 3. LCD 판넬과 스마트 폰 연동

  스마트 폰 앱을 개발하기 위하여 Window 7 32bit환경
에서 Android Studio Version 2.3.3을 사용하였다[6]. 그
림4은 LCD판넬에서 파마 모드별(일반모발, 곱습모발, 가
늘고 약한 모발, 두껍고 질긴 모발, 사용자정의)로 데이

터를 송신할 때 스마트 폰에 모니터링되는 온습도 그래
프이다.

▶▶ 그림 4.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된 결과

Ⅳ. 결론

  최근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열펌기를 IT시대에 맞게 
스마트 열펌기로 진화시키고자 스마트폰으로 온습도를 
모니터링하고자 제안했다. 스마트폰으로 온습도를 모니
터링할 때 디지털 열펌기와 스마트폰 간 RS-232C 통신을 
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미용사는 디지털 열펌기에 가
까이에 있지 않아도 고객의 파마 상황을 실시간으로 무
선통신을 통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용사는 
한정된 공간에서 파마 손님만 응대하는게 아니라 여러 
손님을 응대할 수 있고, 고객 및 미용사측면에서 편의성
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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